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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1)

 오일 및 가스 시설을 포함한 석유화학 산업의 안전한 운영 필요성 증대

– 생산 공정 기술의 복잡성 및 다양성

–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극한환경에서 운용되는 시설의 증가

→ 노후화에 따른 주요 시설 파손 가능성 증가

– 가동 중 시설에 대한 기기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 경제적 가치와 안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 필요성 증대

→ 파손확률 및 파손범위를 고려한 안전성을 보장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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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

 LNG (Liquefied Natural Gas)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 우리나라는 2008년 전세계 LNG 거래량의 16.1%를 수입하여 일본(40.7%)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입국

– 석유에서 수소로 넘어가는 가도기 연료로 사용의 편리성 및 청정성이 수요 증대를 견인

– 기존 사용처인 도시가스, 발전 외에도 CNG버스, LNG트럭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처 확산되는 추세

 LNG플랜트의 특징 LNG플랜트의 특징

–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생산효율의 개선 필요성 증대

– 극저온 환경(-162°C)에서 운용되는 주요 기기들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극저온 환경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방법의 필요성 증대

[ LNG pro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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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production process ]



연구배경 (3)

 RBI (Risk-based Inspection) method

– 정유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 원자력플랜트, 발전플랜트 등

–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협회) codes : API BRD 581, API RP 580, 581

– 정성적, 정량적 RBI

Probability of Failure

PoF
Probability 

of 
Failure

Case 1Case 1

Case 2Case 2
Failure

CoF
Consequence 

Case 3Case 3

of 
Failure

RISK calculation Inspection planningFixed devices Pof, CoF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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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4)

 가상플랜트 개발의 필요성 증대

– 효과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3차원 CAD의 필요성 증대

–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협업화

– 웹기반 환경에서 설비의 건전성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 디지털 프로토타이핑(digital prototyping)을 활용한 물리적 프로토타입의 필요성 최소화– 디지털 프로토타이핑(digital prototyping)을 활용한 물리적 프로토타입의 필요성 최소화

– 설계 주기의 단축 및 설계 품질의 향상

⇒ 가상플랜트 기반의 웹기반 통합솔루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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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5)

 웹 기반 LNG플랜트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의 기술적 개요

RBIRBI
(Qualitative,

semi-quantitative,
quantitative RBI)q )

Design process
automation

Web-based
cooperation

Simulation
of construction

Database &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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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truction standardization



연구목적

가상플랜트 모델을 이용한가상플랜트 모델을 이용한
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웹 기반 가상플랜트 통합 설계환경 구축 웹 기반 가상플랜트 통합 설계환경 구축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평가 방법

– 비파괴 진단 데이터 관리 시스템비파괴 진단 데이터 관리 시스템

 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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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가상플랜트 통합 설계환경 구축 (1)

 가상 LNG 플랜트 통합 설계환경 및 구동모듈 개발

– 설계자-서버-사용자 구조

– 특징

• 설계자만 가상 LNG 플랜트 모델 변경 가능

• 사용자는 웹으로부터 관련 정보 획득 및 검토의견 제시사 자 부터 획득 의 제시

• LPMS-RAMS를 통해서 설계자 및 사용자의 상호 피드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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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가상플랜트 통합 설계환경 구축 (2)

 가상플랜트 설계 및 네비게이팅 시스템 구현

Page  10 Sungkyunkwan University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 평가방법 (1)

 Analysis of API RP (Recommended Practice) 581 code

– Preocedures for the qualitative inspection program based on RBI

– BRD code (2000) : risk calculation procedure based on failure mechanism

– RP code (2008) : risk calculation procedure by selecting a specific equipment and segmentalized 
failure mechanism

• Equipment categories : pressure vessels and piping, atmospheric storage tanks, pressure relief devices, 
heat exchanger tube bundles

[ P d f P b bilit f F il (P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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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e of Probability of Failure (PoF) ]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 평가방법 (2)

• 파손 메커니즘 : 7 factors (BRD code) → 21 factors (RP code)

→ LNG플랜트 전용의 극저온 환경(-162°C)을 고려한 파손메커니즘 평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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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 평가방법 (3)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평가 방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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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 평가방법 (4)

 Extended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function using multilayer neural network 

[ E i i f 2 V h[ Damage factor, component subject to PWHT – Brittle Fracture ] [ Energy transition curves of 2-mm V-notch
Charpy tests for low carbon steel1) ]

Using
Multilayer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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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ed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using neural network ][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 평가방법 (5)

 Step 1 : Do administrative controls prevent pressurizing below some temperature?

 Step 2 : Determine Tmin, the minimum of

• Design Temperature

• Upset Temperature

B ili P i t f Li id t t h i• Boiling Point of Liquid at atmospheric pressure

Design Temp. (°C) 65 / -45

Operating Temp (°C) 15Operating Temp. ( C) 15

Fluid N2

Boiling Point (°C) -195

[ Feed Gas Mixing D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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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 평가방법 (6)

 Step 3 : Determine Tref, the minimum of

• Impact Temperature

• Exemption Temperature (material specification)

• Stated MDMT (Minimum Design Metal Temperature)

Impact Temp. (°C) -

Material Spec. A516

Exemption Temp. (°C) -20

MDMT -45

[ Feed Gas Mixing D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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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ct test exemption temperature ][ Assignment of material to the material 
temperature exemption curve ]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취성파괴 평가방법 (7)

 Step 4 : Calculate Tmin – Tref

• Tmin – Tref : (-195°C) – (-45°C) = -150°C

• Thickness : 26mm (shell side)

[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 [ Extended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using neural network ]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Damage Factor (PWHT) 10.7

Probability Category (PWHT) 2

Extended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using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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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Factor (PWHT) 16.8

Probability Category (PWHT) 2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비파괴 진단 데이터 관리 시스템 (1)

 비파괴 진단 신뢰도 관리 기법 개발

– 비파괴 진단 신뢰도 관리를 위한 POD기법 조사 및 연구기법 확립

– POD 기반 고정도 초음파 검사 신뢰도평가 MATRIX 개발

[ HIT/MISS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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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at POD ]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비파괴 진단 데이터 관리 시스템 (2)

 비파괴 진단 이력 데이터베이스 설계

– 비파괴 진단 이력 데이터 베이스 설계를 위한 비파괴 기법 선정

– 비파괴 진단 이력 데이터 베이스 설계를 위한 최적 비파괴 기법 분석

– 전문가 및 ISI 업체 자문을 통한 비파괴 신뢰성 분석

– 비파괴 기법 분석 및 자문을 통한 비파괴 기법 우선순위 선정– 비파괴 기법 분석 및 자문을 통한 비파괴 기법 우선순위 선정

[ 응력 부식 균열에 대한 비파괴 평가 그래프 ][ 감육에 대한 비파괴 평가 그래프 ][ 부식에 대한 비파괴 평가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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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1)

 LNG Plant Management System based on RAMS (LPMS-RAMS)

– Web-based LNG plant management system for expert

• Construction of design environment and efficient collaboration system using web-based commercial 
programs

• Alarming function related to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 Knowledge management using design review module and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database

[ The 3-tier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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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ept of web-based program (LPMS-RAMS) ]



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2)

 웹기반 전문가 협업시스템 개념도

– 동시 접속을 통한 실시간 전문가간 피드백 가능

RBI 전문가

규제 전문가
공정 전문가 비파괴검사 전문가

기계 전문가

배관 전문가

Web
Qualitative RBI Evaluation System

Web

Plant Database Management System

Quantitative RBI Evaluation System

Plant Navigating System

Application Layer

Node.js, Javascript, XVL API
Algorithm Logic  based on

Database Layer

MongoDB Node.js, Javascript, XVL Player
(Web browser : Explorer, Chrome, 

User Interfac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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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RP 581 Code Safari, Firefox, Opera, etc.)



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3)

 플랜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 플랜트 정보, 비파괴검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Process Unit Info.
 Equipment Info.
 Equipment Data
 Consequence Data
 Damage Mechanism Data
 Corrosion Loop
 Inspe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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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4)

 정성적 RBI평가 시스템

– API BRD 581 코드기반으로 설문지 형식의 정성적 평가모듈 구현

 Likelyhood Category
 Damage Consequence
 Health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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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5)

 정량적 RBI평가 시스템

– 취성파괴 파손인자 평가법, LNG플랜트 전용 일반 파손 빈도 반영

파손확률평가결과, 파손범위평가결과
파손인자평가결과, 위험도 매트릭스

기기별, 종류별, 평가결과별 검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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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확률평가, 파손범위평가, 검사계획
공정 및 설비 정보,
Corrosion Loop



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6)

 플랜트 네비게이팅 시스템

– XVL기반 3D 가상플랜트와 데이터베이스 연계

파손 메커니즘, 
위험도 매트릭스,
컬러링 시스템컬러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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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7)

 비파괴 진단데이터 관리시스템

– 비파괴 진단 이력 신뢰성평가 matrix 개발

NDE Effectiveness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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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PI 581 코드 기반의 RBI 평가 방법

– API BRD 581 코드 기반의 정성적 RBI 평가 모듈 구축

– 극저온 환경을 고려한 brittle fracture damage factor 평가 방법 제안

– 비파괴 진단 데이터 평가 matrix 개발 및 비파괴 진단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평가 프로그램 개발

– 3D 플랜트 모델을 적용한 웹 기반 LNG플랜트 전용 RBI 프로그램

• Qualitative RBI evaluation module

• Quantitative RBI evaluation module

– 3D 플랜트 모델을 이용한 네비게이터 모듈 구축3D 플랜트 모델을 이용한 네비게이터 모듈 구축

• Risk matrix와 각각의 파손메커니즘 평가 결과를 적용한

coloring syste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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